
대학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AMALGAMATED 세이브 포 칼리지 
(SAVE FOR COLLEGE) 은행 계좌

2

대학 진학을 위한 저축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많은 종류의 대학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계좌 중 하나를 자녀의 장학금 계좌에 연결할 수 있는 옵션 개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이러한 종류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이 귀하의 공공 혜택 적격성(예금주로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자녀의 공공 혜택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NYC Kids RISE 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대학 저축 계좌도 권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의 재정 

상황이 다르므로, 저축 또는 투자에 앞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저축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isit nyckidsrise.org/options 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학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대학 저축이 공공 혜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본인의 대학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하십시오.

주요 단계 #2:

1 뉴욕의 529 대학 저축 프로그램 DIRECT PLAN 계좌
(가족이 대학 및 직업 훈련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투자 계좌 유형)

아래 표는 이러한 각 대학 저축 옵션에서 각 혜택이 저축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각 혜택에 대한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과 상황에 대해 논의할 연락처도 담겨 있습니다.

nyckidsrise.org1



NYC 장학금 계좌

NYC 장학금 계좌는 NYC Kids RISE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NYC 장학금 계좌에 있는 

돈은 현재 또는 향후 공공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YC Kids RISE는 학생의 NYC 장학금 계좌의 돈을 사용할 

경우 대학 진학 시 해당 학생의 공공 혜택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향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 Kids RISE 핫라인 833-KID-RISE (833-543-7473)번으로 문의하거나 nyckidsrise.org를 방문하십시오. 

대학 저축 계좌

아래의 내용을 읽고 귀 가정의 공공 혜택이 대학 저축 계좌 옵션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아래 표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담겨 있습니다. 자료 한도 및 기타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 정보로 복지 기관에 연락하여 각 혜택에 따른 현 자원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대학 저축 계좌를 보유하거나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  WIC (여성 및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조영양지원 프로그램)

•  무료 및 할인 요금 점심
•  Medicare 및 Medicare Savings Plus
•  SSDI (사회보장 장애 보험) 
•  LIHEAP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요금 지원 프로그램)
•  CHIP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

대학 저축 계좌를 보유하거나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NYCHA (뉴욕시 주택국) 주택
•  NYCHA의 Section 8 프로그램
•   저렴 주택(NYC 주택보전개발부 및 주택개발공사의 

보조금으로 지어진 주택)
•  Medicaid
•  긴급 LIHEAP
•   공공지원(TANF/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 현금 

지원, 복지, 가정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

•  Food Stamps/SNAP

¹귀하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또는 향후 혜택을 신청할지에 따라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아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nyckidsrise.org

혜택 529 계좌의 예금이 이 혜
택에 영향을 줍니까?

은행 저축 계좌의 예금이 
이 혜택에 영향을 줍니까?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WIC(여성 및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조영양지원 프로그램)

아니요 - WIC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아니요 - WIC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WIC 사무국
42-71 65th Pl
Woodside, NY 11377
(718) 715-7001

무료 및 할인 요금 점심 아니요 아니요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상 급식이 
제공됩니다

Medicare 및 Medicare 저축 플랜 아니요 – Medicare는 
자산조사급여가 아니며 
자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 Medicare는 
자산조사급여가 아니며 
자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Queens 커뮤니티
Medicaid 사무국
4512 32nd Pl,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752-4540

SSDI/장애(사회보장 장애 보험) 아니요 – SSDI는 
자산조사급여가 아니며, 
자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 SSDI는 
자산조사급여가 아니며, 
자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사무국
31-08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800) 772-1213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요금 
지원프로그램(LIHEAP)

아니요 - LIHEAP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아니요 - LIHEAP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NYC 인적자원관리/HEAP
PO Box 1401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
(212) 331-3126

긴급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요금 지원프로그램(LIHEAP)

그럴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의 예금은 자원으로 
간주되어 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LIHEAP 수령 시 해당 
가정은 최고 2,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중에 60세 이상이 있을 경우 
최고 3,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의 예금은 자원으로 
간주되어 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LIHEAP 수령 시 해당 
가정은 최고 2,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중에 60세 이상이 있을 경우 
최고 3,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C 인적자원관리/HEAP 
PO Box 1401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
(212) 331-3126

뉴욕시 주택국(NYCHA) 주택 아니요 – 529 계좌의 
총 저축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NYCHA는 529 계좌로 
발생된 자가보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의 총 저축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NYCHA는 전통적인 
저축 계좌로 발생된 
자가보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NYCHA의 고객 연락처
 (718) 707-7771 



² 여기에는 이 계좌에 있는 모든 돈과 귀하의 기타 예금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³ 여기에는 이 계좌에 있는 모든 돈과 귀하의 기타 예금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혜택 529 계좌의 예금이 이 혜
택에 영향을 줍니까?

은행 저축 계좌의 예금이 
이 혜택에 영향을 줍니까?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뉴욕시 주택국(NYCHA)의 
Section 8 프로그램

아니요 – 529 계좌의 
총 저축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NYCHA는 529 계좌로 
발생된 자가보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의 총 저축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NYCHA는 전통적인 
저축 계좌로 발생된 
자가보고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NYCHA의 고객 연락처 
(718) 707-7771

저렴 주택(NYC 
주택보전개발부 및 
주택개발공사의 보조금으로 
지어진 주택)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2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 발생된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자산이 5,000 달러 
이상인 경우 발생된 이자 
또는 이 금액의 0.06%가 (
더 큰 금액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3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 발생된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자산이 5,000 달러 
이상인 경우 발생된 이자 
또는 이 금액의 0.06%가 (
더 큰 금액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NYC 주택 연결(Housing Connect)
212-863-5610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CHIP) 아니요 - CHIP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아니요 - CHIP 적합 판정을 
위한 자원 조사는 없습니다.

Queens 커뮤니티 Medicaid 사무국
4512 32nd Pl,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752-4540

Medicaid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임산부(MAGI 
그룹)에게는 Medicaid 자원 
한도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
세 이상의 노인(비-MAGI)
에게는 자원 한도가 
있습니다. 일부 비-MAGI 
그룹은 자원 조사가 
면제됩니다(예, 21 ADC-
관련 시). 이 자원 조사는 
적합성과 가구 규모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참조 기간(Medicaid 
신청 5년 전)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Medicaid 
지불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계좌의 
예금을 사용해야 Medicaid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임산부에게는 
Medicaid 자원 한도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자원 한도가 
있습니다. 

과거 참조 기간(Medicaid 
신청 5년 전)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Medicaid 
지불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계좌의 
예금을 사용해야 Medicaid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ueens 커뮤니티 
Medicaid 사무국
4512 32nd Pl,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752-4540



4여기에는 소득이 연방빈곤수준(2017년, 4인 가족의 경우 49,200 달러)의 200% 이상인 가구와 처벌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자원금이 2,250 달러(최소 60세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의 경우 3,250 달러)인 경우 푸드 스탬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5이전에 공공지원을 받았으나 재신청을 하는 가구를 포함해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가구는 등록금 용도이든 아니든 저축 예금이 있으면 자원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산이 2,000 달러 이상(또는 60세 이상일 경우 3,000 달러)인 사람은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ABLE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ablenrc.org/about/what-are-able-accounts을 방문하십시오.

혜택 529 계좌의 예금이 이 혜
택에 영향을 줍니까?

은행 저축 계좌의 예금이 
이 혜택에 영향을 줍니까?

혜택 지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푸드 스탬프/SNAP 아니요 - 529 계좌에 있는 
자금은 자원 한도 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및 “범주 상 적격한” 
가구는 총소득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 계좌가 
대학 저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푸드 스탬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 범주 상 적격한 가구의 
푸드 스탬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4

NYC SNAP 혜택을 위한 푸드 
뱅크 헬프라인 
(212) 894-8060.

공공 지원(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 현금 지원, 
복지, 가정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

아니요 – 이 계좌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은 자원 한도 
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가정은 
자금을 자원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되는 독립된 
저축 계좌에 최대 1,4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좌 총액은 
자원 조사에 포함되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5

인적자원관리(HRA) 헬프라인 
(718) 557-1399

생활보조금(SSI) 예 – 이 계좌의 예금은 
자원으로 간주되어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SI 수령 시 ABLE 계좌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개인은 
최고 2,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고 커플은 최고 
3,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6

예 – 이 계좌의 예금은 
자원으로 간주되어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SI 수령 시 개인은 최고 
2,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고 커플은 최고 3,000 
달러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
31-08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800) 772-1213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The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 Inc.가 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NYC Kids RISE는 뉴욕의 529 대학 저축 프로그램과 제휴를 맺지 
않았고 공인 배급업체도 아니며 투자를 요구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청은 
NY 529 프로그램 관리자 및 특별 대학 저축 또는 기타 투자 수단에 대해 어떠한 지지나 추천도 하지 않고 통제하거나 
소유하거나 제휴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가족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재무 상황에 맞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무료 일대일 지원을 받으려면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뉴욕시 
금융역량강화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십시오. 금융역량강화 센터에서는 부채문제 해결, 신용 개선, 예산 책정, 은행 
계좌 개설, 미래를 위한 계획 등을 도와 줄 수 있는 전문 금융 상담원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 및 저축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역량강화 
센터에서 약속을 잡으려면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 를 방문하십시오. 

NYC Kids RISE 세이브 포 칼리지(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 공립학교 
학생들이 가족의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대학에 접근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학금 및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NYC Kids RISE 는 
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와 제휴하여 세이브 포 칼리지(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하십시오

방법 알아보기

nyckidsrise.org
833-KID-RISE (833-54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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